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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에게 꽃은 행복이고, 바람은 위로이며, 숲은 안식입니다.

하이원의 새로운 B.I의 모티브는 원추리 꽃입니다. 하이원 리조트 곳곳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원추리 꽃말은 '소망이 이뤄짐', '기다림',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게 함'입니다. 신규  

B.I의 가운데 두 개의 꽃잎 모양은 사람을 의미하는 Human의 H와 하이원의 H가 합쳐진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원추리 꽃문양 양쪽에 있는 넉 장의 꽃잎은 하이원 리조트의 테마

인 꽃, 바람, 숲, 빛을 의미합니다. 기본색상인 보라색은 사람과 자연에 대한 고귀함과 힐링을 표현하고 있으며, 꽃잎의 노란색은 풍요롭고 행복한 세상을 안겨드리겠다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또한 백두대간의 산세에서 영감을 받은 영문 글자체는 고원지대에 위치한 하이원 리조트를 시각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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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이용안내

250
No. of Rooms

객실 타입 객실 코드 면적 (坪) 객실 수 층

슈페리어

더블 SPD

43㎡ (13)

48 8-22

트윈 SPT 97 8-22

트리플 SPR 48 8-22

온돌 SPO 11 8-22

더블온돌 SDO 35 8-20

럭셔리 스위트

더블 LSD

80㎡ (24)

5 20-22

트윈 LST 1 22

온돌 LSO 2 18-19

이그제큐티브 럭셔리 스위트 ELS 159㎡ (48) 2 22

로얄 스위트 ROS 495㎡ (150) 1 21

로얄 스위트 슈페리어

품격과 기능성을 두루 갖춘 하이원리조트의 모체,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타워. 

FIS(국제스키연맹)총회와 세계명상대전 등을 성공적으로 치러내 

우리나라 마이스 산업의 새로운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컨벤션타워

                Convention 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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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벤션 시설 안내

4층

연회장 / 사우나 

/ 휘트니스 / 스파

6층

소연회실

Grand Ballroom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타워

규모 수용능력

넓이(坪) 가로×세로(m) 높이(m) 분할 Theater Classroom Banquet Buffet U-Shape

그랜드 볼룸 1,235㎡ (373) 26.00×47.50

4.5

3 1,500석 870석 780석 600석 -

Ⅰ 419㎡ (127) 26.00×16.10 - 370석 210석 140석 140석 90석

Ⅱ 452㎡ (137) 26.00×17.40 - 440석 270석 250석 200석 114석

Ⅲ 364㎡ (110) 26.00×14.00 - 380석 230석 200석 150석 102석

Ⅰ + Ⅱ 873㎡ (264) 26.00×33.50 - 810석 480석 390석 340석 -

Ⅱ + Ⅲ 780㎡ (236) 26.00×31.40 - 820석 500석 450석 350석 -

Meeting Rooms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타워

규모 수용능력

넓이(坪) 가로×세로(m) 높이(m) 분할 Theater Classroom Banquet Buffet U-Shape

스페이드Ⅰ+Ⅱ+Ⅲ 295㎡ (89) 24.83×11.87

3.2

3 240석 158석 180석 90석 80석

하트Ⅰ+Ⅱ+Ⅲ 276㎡ (83) 22.83×12.08 3 218석 138석 160석 90석 76석

다이아몬드Ⅰ+Ⅱ 244㎡ (74) 13.23×18.44 2 184석 115석 140석 80석 58석

보드룸 97㎡ (29) 7.8×12.4 - - - - - -

메인타워
4층 연결통로

사우나

스파 라벤더

휘트니스

그랜드 볼룸

Ⅰ

Ⅱ

Ⅲ

• 스파 4F

   삶의 재충전을 위한 다양한 스파 프로그램

    033)590-7244

• 휘트니스 4F

   최신식 장비를 갖춘 체력단련실

    033)590-7241

• 사우나 4F

   생활의 활력을 위한 휴식의 공간

    033)590-7443

• 라비스타 GRILL & BAR 23F

    천혜 자연 전망을 바라보며 라이브  

연주와 함께 steak & pasta, 와인 음료를  

즐길 수 있는 스카이 라운지 

    033)590-7212(좌석 99석)

• 전동어닝

    개폐식 지붕을 가진 전천후 야외 BBQ가든

부대시설

4F

스페이드

클로버

하트
보드룸

다이아몬드

Ⅰ

Ⅱ Ⅲ Ⅰ Ⅱ

Ⅲ

Ⅰ Ⅱ

6F 스크린 기둥 분할

그랜드 볼룸 보드룸

전동어닝

7high1 Re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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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벤션 시설 안내

5층

컨벤션홀 / 미팅룸

Convention Hall

Meeting Rooms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타워

규모 수용능력

넓이(坪) 가로×세로(m) 높이(m) 분할 Theater Classroom Banquet Buffet U-Shape

에메랄드Ⅰ+Ⅱ+Ⅲ 271㎡ (82) 23.80×11.38

3.4

3 196석 117석 160석 90석 80석

사파이어Ⅰ+Ⅱ+Ⅲ 268㎡ (81) 23.56×11.37 3 188석 111석 170석 90석 80석

루비Ⅰ+Ⅱ 229㎡ (69) 13.23×11.87 2 173석 100석 120석 80석 50석

하이원
그랜드호텔
컨벤션타워

규모 수용능력

넓이(坪) 가로×세로(m) 높이(m) 분할 Theater Classroom Banquet Buffet U-Shape

컨벤션홀 1,764㎡ (534) 35.30×50.00

8

3 2,040석 1,170석 1,270석 980석 -

K 724㎡ (219) 35.30×20.50 - 570석 320석 270석 220석 144석

W 381㎡ (115) 35.30×10.80 - 390석 230석 230석 160석 120석

L 660㎡ (200) 35.30×18.70 - 740석 430석 380석 300석 144석

K + W 1,105㎡ (334) 35.30×31.30 - 960석 550석 500석 380석 -

W + L 1,041㎡ (307) 35.30×29.50 - 1,130석 660석 610석 460석 -

에메랄드 사파이어

컨벤션홀

오피스

루비

오크
K

Ⅰ

Ⅰ

Ⅲ

Ⅱ

Ⅱ

ⅡⅠⅢ

W

L

프론트

오팔

메인타워 
5층 연결통로

스크린 기둥 분할5F

컨벤션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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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이용안내

메가뷔페

477
No. of Rooms

객실 타입 객실 코드 면적 (坪) 객실 수 층

스탠더드

더블 STD

37㎡ (11)

108 7-23

트윈 STT 187 7-23

트리플 STR 70 7-23

온돌 STO 24 6

투 더블 SWD 15 9-11

주니어 스위트

더블 JSD

56㎡ (16)

43 7-23

패밀리 JSF 12 7-18

온돌 JSO 2 6

캐릭터 JSC 9 12-23

이그제큐티브 스위트 EXS 111㎡ (33) 4 24

이그제큐티브 온돌 스위트 EXO 111㎡ (33) 1 24

이그제큐티브 로얄 스위트 ERS 130㎡ (39) 1 24

프레지덴셜 스위트 PRS 295㎡ (89) 1 24

스탠더드프레지덴셜 스위트

Location Seating PDR Total

메가뷔페
Hall 298석 4인 ~ 60인

452석
PDR 154석 9개

단품식당
Hall 130석 8인

146석
PDR 16석 2개

메인타워

격조 있는 서비스와 최고의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하이원 그랜드호텔 메인타워. 

하이원 그랜드호텔 메인타워에서 보낸 귀하의 시간은 

최고의 추억으로 오래도록 남을 것입니다.

02
                Main Tower

high1 Resort 11

메가뷔페

단품식당

하이원 리조트를 대표하는 대형 뷔페식당, 

메가뷔페. 기존의 로비공간과 자연스러운 

동선을 구축하여 고객의 편의를 먼저 고려 

하였으며, 다양한 공간 확보로 격조있고 

세련된 모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메가뷔페는 2018년 연말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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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발 1,100m에서 만나는 유럽 궁전 스타일의 하이원 팰리스호텔. 

아침 일찍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는 도시의 일상에서 벗어난 당신에게 

힐링의 참된 의미를 일깨워 줄 것입니다.

03

• 월드퓨전 3F

   가족형 뷔페 레스토랑

    033)590-7511(좌석 238석)

• 오브 3F

   세계적 수준의 와인 & 델리

    033)590-7601

• 기프트샵 3F

   유명 브랜드 잡화류, 

   화장품 및 전통공예품 판매

    033)590-7517

• 카사시네마 3F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 

   최신 영화 상영

    033)590-7656(좌석 228석)  

    문의요망

• 사우나 & 수영장 3F

   일상의 피로를 씻을 수 있는 

   강원랜드의 쉼터 

    033)590-7443

• 오리엔 5F

   고품격 중식·일식 전문 레스토랑

    033)590-7561(좌석 198석)

• 애완동물보호시설 3F

   강원랜드호텔 5층(벨데스크) 

   24시간 무료 보호 

    033)590-7410

• 인 룸 다이닝(룸서비스)
    033)590-7261~2

• 카페 더 가든(The Garden)
    계절적 낭만적인 힐링을 

   체험할 수 있는 가든카페 

    033)590-7266

부대시설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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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 기둥 분할

대 연회장 (1층) 소 연회장 (2층)

팰리스 볼룸

벚나무 단풍나무

자작나무

소나무

전나무

Open

Ⅰ

Ⅰ

Ⅱ

Ⅱ

객실 이용안내

197
No. of Rooms

객실 타입 객실 코드 면적 (坪) 객실 수

스탠더드

트윈 STT

28㎡ (8.5)

72

더블 STD 29

헐리우드 STH 23

온돌 STO 31

더블 온돌 SDO 15

주니어 스위트

헐리우드 JSH

56㎡ (17)

11

더블 JSD 9

온돌 JSO 1

프리미어 스위트
더블 PSD 112㎡ (34) 5

온돌 PSO 92㎡  (28) 1

Banquet Hall

하이원
팰리스호텔

규모 수용능력

넓이(坪) 가로×세로(m) 높이(m) 분할 Theater Classroom Banquet Buffet

팰리스 볼룸(1F) 1,222㎡ (370) 46.7×25.3 7 3 1,200석 900석 460석 500석

소나무Ⅰ,Ⅱ + 전나무(2F) 163㎡ (49) 8.7×20

2.5

3 160석 120석 80석 70석

자작나무Ⅰ,Ⅱ + 단풍나무(2F) 159㎡ (48) 8.7×20 3 160석 120석 100석 100석

벚나무 (2F) 77㎡ (23) 7.4×8.5 - 40석 20석 - -

연회장 이용안내

• 하이랜드 B1

   한식, 중식 일품 메뉴 제공

    033)590-7155 (좌석 136석)

• 더 브레드 & 카페라운지 1F
   향기로운 커피, 각종 차와 음료, 빵류 판매

    033)590-7151 (좌석 24석)

• 더 샵 1F
   객실용품 전시 및 판매

    033)590-7123

• 사우나 남(B1), 여(1F)

   피로회복을 위한 안락한 사우나

    033)590-7346~7

•  골프연습장 골프장 1홀 스타트 하우스 인근  

탁 트인 야외공간에서  

힘차게 샷을 날리는 즐거움 

    033)590-7332

•  룸 서비스
    투숙객 편의를 위한 식사 및  

음료 서비스 제공 

    033)590-7107

•  힐링 존(유르트 · 키바)
    실내외에서 요가나 명상 등 

    힐링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시설

부대시설

프리미어 스위트 스탠더드

팰리스 볼룸 자작나무

하이랜드

유르트 키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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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원 마운틴콘도 
A~E동

04

객실 이용안내

280
No. of Rooms

객실명 면적 (坪) 객실 수

디럭스 109㎡ (35) 188

패밀리 스위트 165㎡ (50) 70

마운틴 스위트 198㎡ (60) 19

프리미어 스위트 297㎡ (90) 3

마운틴콘도
규모 수용능력

넓이(坪) 높이(m) Theater Classroom

B동 (1F)
B1 세미나 룸 109㎡ (33)

2.9

- 40석

B2 세미나 룸 155㎡ (47) - 80석

C동 (1F) C 세미나 룸 116㎡ (35) - 40석

E동 (2F) E 세미나 룸 136㎡ (41) - 80석

부대시설

• 하늘샘

   노천스파, 마운틴 콘도 정원 

• 마운틴 카페테리아

   단체식당 스키하우스 2F

    033)590-7951

• 아테나키친

  뷔페레스토랑 스키하우스 3F

    033)590-7956

• 편의점   콘도 B동 1F

• 세미나실   B동~E동 

• 오락실   스키하우스 2F 

• 유아놀이방   A동 1F

    033)590-7917

세미나룸

거실

욕실

현관

욕실 침실

침실

디럭스

가족단위의 고객들에게 최적화된 하이원 마운틴콘도 A~E. 

프리미어 스위트에서 디럭스에 이르기까지 마운틴콘도는 고객 여러분께 

최고의 만족감을 드릴 것입니다.

아테나키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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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객실 이용안내

157
No. of Rooms

객실명 면적 (坪) 객실 수

디럭스 116㎡ (35) 116

로얄 스위트 198㎡ (60) 40

펜트하우스 330㎡ (100) 1

마운틴콘도
규모 수용능력

넓이(坪) 높이(m) 분할 Theater Classroom Banquet Buffet

마운틴
프라자

원추리
(3F)

Ⅰ+Ⅱ+Ⅲ 588㎡ (178)

5.7

3 720석 460석 360석 200석

Ⅰ 184㎡ (56) - 180석 100석 100석 ㅍ

Ⅱ 182㎡ (55) - 180석 100석 100석 -

Ⅲ 196㎡ (59) - 180석 100석 100석 -

Ⅰ+Ⅱ 380㎡ (115) - 380석 240석 200석 150석

Ⅱ+Ⅲ 390㎡ (118) - 380석 240석 200석 150석

데이지
(2F)

Ⅰ+Ⅱ 230㎡ (70)

3.5

2 180석 120석 100석 60석

Ⅰ 116㎡ (35) - 80석 48석 50석 -

Ⅱ 111㎡ (34) - 80석 48석 50석 -

Ⅲ+Ⅳ 273㎡ (83) 2 180석 120석 100석 80석

Ⅲ 136㎡ (41) - 80석 48석 50석 -

Ⅳ 136㎡ (41) - 80석 48석 50석 -

연회장

부대시설

• 바다샘  

   노천스파, 마운틴프라자 1F 

• 대연회장  

   원추리홀, 마운틴프라자 3F

    033)590-5151

• 중연회장  

   데이지홀, 마운틴프라자 2F

• 궁  

   한식당, 마운틴프라자 1F

• 멀티방  

   신개념 문화공간, 마운틴프라자 B2

• 하이원 과학관  

   입체돔 영상관, 마운틴프라자 5F

    033)590-5135

• 게임월드   마운틴프라자 2F

• 편의점   F동 1F

Ⅰ Ⅱ Ⅲ

Ⅰ

Ⅳ

Ⅱ

Ⅲ 연회 예약실

스크린 기둥 분할

대연회장 (원추리) 중연회장 (데이지)

눈부신 아침이 기다려지는 하이원 마운틴콘도 F, G, 테라스동. 

모든 객실에서 백두대간의 장엄함을 느낄 수 있고, 

테라스에서 마주하는 강원도의 자연은 최고의 힐링이 될 것입니다.

하이원 과학관

로얄 스위트

하이원 마운틴콘도 
F, G, Terrace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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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원 힐콘도

06

객실 이용안내

343
No. of Rooms

객실명 면적 (坪) 객실 수

슈페리어 99㎡ (30) 122

디럭스 116㎡ (35) 78

스위트 132㎡ (40) 143

힐 콘도
규모 수용능력

넓이(坪) 분할 Theater Classroom Banquet Buffet

얼레지
(2F)

Ⅰ 81㎡ (25) - 50석 40석 30석 -

Ⅱ 76㎡ (23) - 50석 40석 30석 -

Ⅰ+Ⅱ 157㎡ (47) 2 100석 80석 60석 -

Ⅲ 80㎡ (24) - 50석 40석 30석 -

Ⅳ 80㎡ (24) - 50석 40석 30석 -

Ⅴ 67㎡ (20) - 30석 20석 20석 -

Ⅲ+Ⅳ+Ⅴ 227㎡ (69) 3 130석 100석 80석 60석

참나리
(3F)

Ⅰ 167㎡ (51) - 100석 80석 50석 -

Ⅱ 66㎡ (20) - 30석 20석 20석 -

Ⅲ 167㎡ (51) - 100석 80석 50석 -

연회장

부대시설

• 힐 카페테리아  

   D동 1F 

    033)590-5031

• 유아놀이방  

   D동 1F

    033)590-5039

• 편의점  

   D동 1F

• 단체식당  

   F동 1F

    033)590-5041

• 소연회장 

   얼레지 · 참나리 F동 2F, 3F

    033)590-5051

침실

침실

거실

현관

욕실

스위트

힐 소연회장 (얼레지 / F동 2층)

Ⅱ Ⅰ

Ⅲ

Ⅳ

Ⅴ

창고

Ⅲ

힐 소연회장 (참나리 / F동 3층)

Ⅱ Ⅰ

행사 진행 본부

강사 대기실

연회 예약실

스크린 기둥 분할

우리나라 스키마니아들의 워너비 하이원 힐콘도. 객실과 슬로프를 이어주는 

짧은 동선, 현관에 마련된 건조함과 로커는 스키어와 보더들로부터 이용하기에 

가장 편리한 콘도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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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이용안내

123
No. of Rooms

객실명 면적 (坪) 객실 수

스탠더드 52㎡ (16) 90

슈페리어 99㎡ (30) 29

패밀리 스위트 165㎡ (50) 4

침실

침실 욕실

욕실 거실

현관

거실

욕실

현관

스탠더드

슈페리어

부대시설

•  사우나, 찜질방   

콘도동 1F

    033)590-7841 

•  밸리 카페테리아   

스키하우스 2F

    033)590-7851

•  하늘연    

한식당, 콘도동 B1

•  편의점    

콘도동 2F 

•  노래방    

콘도동 2F

하이원 밸리콘도

07

동화 속 알프스의 작은 마을, 하이원 밸리콘도. 실속 있는 콘도와 꼭 필요한 

시설을 중심으로 구성된 밸리콘도는 실속파 스키어와 보더들이 가장 선호하는 

콘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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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ley Course
PAR 36 / 3,271m

Mountain Course
PAR 36 / 3,321m

코스안내

마운틴 코스 (In Course)
HOLE BLACK BLUE WHITE RED PAR

1 326 307 285 264 4

2 390 359 326 289 4

3 363 325 295 261 4

4 546 517 488 443 5

5 535 508 478 461 5

6 191 150 137 114 3

7 414 390 361 323 4

8 164 141 110 88 3

9 392 364 332 300 4

연장 3,321 3,061 2,812 2,543 36

밸리 코스 (Out Course)
HOLE BLACK BLUE WHITE RED PAR

1 351 319 294 235 4

2 547 527 504 426 5

3 358 328 298 275 4

4 312 303 285 241 4

5 196 178 154 137 3

6 501 454 419 375 5

7 196 182 157 132 3

8 341 309 281 263 4

9 469 437 414 372 4

연장 3,271 3,037 2,806 2,456 36

해발 1,137m의 고원지대가 주는 즐거움이 있는 곳, 하이원CC. 한여름에도 25도를 

넘지 않는 쾌적함 속에서 고원지대의 낮은 기압이 선물하는 장타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 하이원CC입니다.

•  예약전화     033)590-7300~1

하이원 컨트리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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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돌라

곤돌라명 탑승인원 연장(m) 운행 구간

밸리 8 1,243 밸리 콘도 ↔ 힐스테이션 ↔ 마운틴 콘도

마운틴 8 2,832 마운틴 콘도 ↔ 마운틴 허브 ↔ 마운틴 탑

하이원 8 2,523 하이원 팰리스호텔 ↔ 마운틴 탑

리프트

리프트명 탑승인원 연장(m) 운행 구간

제우스 6 1,912 밸리 콘도 → 밸리 허브

주피터 6 950 밸리 콘도 → 아폴로 리프트 승차장

빅토리아 4 1,323 밸리 허브 → 밸리 탑

헤라 6 1,221 밸리 허브 → 마운틴 탑

아폴로 4 1,232 아폴로 리프트 승차장 → 마운틴 허브

아테나 6 1,547 마운틴 콘도 → 마운틴 허브

슬로프

슬로프명 난이도 연장(m) 표고차(m) 평균폭(m) 평균경사(도) 최대경사(도)

제우스

Z1 초급 2,328 370,00 41.3 9.48 13.6

Z2 초급 2,198 95.61 19.9 7.49 13.5

Z3 초급 1,835 273.00 71.2 8.73 13.8

Z3-1 초보 1,023 121.00 71.2 6.8 10.8

빅토리아

V1 상급 1,439 379.00 49.1 15.58 27.7

V2 상급 1,382 269.00 36.1 18.72 25.8

V3 최상급 1,311 376.00 34.1 17.01 35.4

헤라

H1 중급 1,508 197.03 39.4 14.86 21.8

H2 중상급 1,301 294.73 38.8 17.40 24.2

H3 상급 1,278 262.12 36.6 19.75 25.8

아폴로

AP1 상급 1,506 349.48 35.0 11.35 25.4

AP2 상급 863 161.00 33.1 20.32 24.2

AP3 상급 754 121.39 33.7 15.85 26.3

AP4 상급 1,569 409.63 54.7 15.45 24.2

AP5 최상급 1,239 266.33 40.8 22.13 33.0

AP6 상급 1,543 193.37 44.3 18.03 24.3

아테나

AT1 초급 1,183 102.00 52.3 6.35 11.19

AT2 중급 1,666 312.00 42.0 10.7 15.2

AT3 초급 1,862 228.30 19.2 7.28 11.3

AT3-1 초보 1,162 138.30 19.2 6.8 10.4
스키장종합안내센터: 밸리 033)590-7814~6 / 마운틴: 033)590-7918~9

패트롤 상황실: 033)590-7119, 7979

초보 스키어도 정상에서 활주하는 재미를 가질 수 있는 곳, 하이원 스키장. 

FIS 공인 슬로프를 비롯하여 다양한 난이도를 갖춘 슬로프와 최고 수준의 설질은 

모든 스키어들에게 만족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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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국내 최대 

1인당 

시설면적

하이원 워터월드는 전체 시설 규모로는 국내 4번째지만, 

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면적으로 따지면 국내 최대입니다. 

국내 대형 워터파크의 1인당 시설면적은 1.5평. 

하이원 워터월드는 2.3평!!! 

이제 한결 여유롭고 쾌적한 공간에서 맘껏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➋ 

럭셔리한 

‘유러피언 클래식’ 

스타일

전통 유러피언 클래식 테마를 도입한 하이원 워터월드. 

실내외 곳곳에 펼쳐지는 이국적인 풍경들은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의 

한 장면 속으로 들어온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➌ 

국내 최고급 

실내 카바나

실내외 카바나 수는 모두 51개이며, 

그중 사계절 내내 이용할 수 있는 실내 카바나가 5개 있습니다. 

가족이나 연인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고급스럽고 차별화된 

공간으로 격조 높은 유러피언 클래식 스타일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➍ 

국내 최초 

투명풀 도입

5cm 두께의 아크릴 재질로 만들어진 실내 투명풀은 

국내 워터파크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한 시설입니다. 

바닥과 사방의 벽면이 투명한 투시형 풀이어서 구경하는 사람과 

이용하는 사람 모두에게 즐거운 경험을 안겨주는 시설입니다.

➎ 

기다리지 않고 

바로 타는 

퀵 패스권

대형 야외 파도풀을 비롯해 9종의 풀과 7종의 슬라이드 등 

모두 16가지의 다양한 어트랙션이 있습니다. 

특히 인기가 많은 슬라이드는 기다리지 않고 바로 탑승할 수 있도록 

퀵 패스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➏ 

사계절 힐링 

야외 스파존

노천탕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사시사철 즐길 수 있는 야외 스파존.

사철 내내 38~42도의 탕 온도를 유지해 몸의 피로를 풀어주고, 

눈앞에 천혜의 자연 풍광이 펼쳐져 마음의 힐링을 함께 느낄 수 있는 

릴랙스존입니다.

➐ 

기후조건을 고려한 

전 시설 

온수공급 시스템

하이원 워터월드가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어서 물이 차갑지 않을까 

걱정하시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기후 여건에 대비해 온수 설비를 잘 

갖춰 항상 최적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파도풀을 제외한 전 

시설에 온수가 공급되고, 물을 따뜻하게 하는 데 필요한 연료는 지열 

등의 친환경 에너지를 활용해 국내 워터파크 최초로 친환경 인증도 

받을 예정입니다.

➑ 

세대를 아우르는 

가족 친화형 시설

현대인의 가족 구성원 트렌드에 맞춰 각각의 나이에 맞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 이용객 중심으로 시설을 설계하고 배치했습니다. 

어린이와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들이 가장 편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하이원 워터월드!

물 만난 즐거움, 하이원 워터월드. 백두대간을 흘러내린 1급 청정 계곡수를 그대로 

옮겨 담은 숲속의 엔터테인먼트 워터파크, 하이원 워터월드. 깨끗한 공기와 

어우러진 최고의 수질,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이원
워터월드

8가지 특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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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세이돈 존
Poseidon Zone

아일랜드 존
Island Zone

패밀리 존 (B1)
Family Zone (B1)

포세이돈 존
Poseidon Zone

아일랜드 존
Island Zone

패밀리 존 (B1)
Family Zone (B1)

포세이돈 존
Poseidon Zone

아일랜드 존
Island Zone

패밀리 존 (B1)
Family Zone (B1)

60  포세이돈 웨이브

61  포세이돈 블라스터

62  포세이돈 보울

40  아일랜드 플레이

41  아일랜드 엑스리버

42  아일랜드 어드벤처

43  아일랜드 부메랑고

63  스낵부스 3 

64  스낵부스 4 

65  포세이돈 카바나 A

66  포세이돈 카바나 B

슬라이드 & 풀
Slides & Pools

슬라이드 & 풀
Slides & Pools

편의시설
Facilities

44  아일랜드 카바나 A

45  아일랜드 카바나 B

46  의무실 

47  수유실 

48  상품점 

49  카바나 대여소

50  대여소(구명조끼, 썬베드)

51  푸드 아일랜드

52  스낵부스 2 

53  만남의 광장

편의시설
Facilities

포세이돈 존 Poseidon Zone 아일랜드 존 Island Zone

1  패밀리 웨이브

2  아쿠아 플레이

3  바데풀

4  베베풀

5  둥둥 리버

6  스윙스타

7  튜브 슬라이드

8  바디 슬라이드

9  유로 스파

34  글래스풀

슬라이드 & 풀
Slides & Pools

10  스낵부스 1 

11  대여소

12  의무실 

13  미아보호소 

14  수유실

15  푸드 팰리스 1 

16  사우나(남)

17  사계절 락커(남) 

18  모자로커

19  사계절 로커(여) 

20  사우나(여)

편의시설
Facilities

21  피크닉 광장

22  매표소

23  음식물 보관소

24  분실물 보관소

25  고객만족센터 

26  상품점 

27  신발로커

28  카페 

29  코인 충전·정산소

30  패밀리 라운지

31  힐렉스

32  푸드 팰리스 2 

33  패밀리 카바나

편의시설
Facilities

35  샤워실(남) 

36  성수기 로커(남) 

37  성수기 로커(여) 

38  샤워실(여) 

39  모자로커

편의시설
Facilities

패밀리 존 Family Zone

패밀리 존 (2F) Family Zone (2F)

패밀리 존 (1F) Family Zone (1F)

실외
Outdoor

실내
Indoor

골프연습장

하이원 워터월드 종합 안내도

워터월드 매표•안내  033)590-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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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원 불꽃쇼

밤하늘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멀티 퍼포밍 불꽃쇼는 하이원 리조트의 자랑입니다. 

특히 불꽃쇼와 함께 진행되는 다양한 식전 공연은 불꽃쇼를 즐기는 고객들에게 

또 다른 즐거움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 곤돌라

탁 트인 전망, 발 아래 가득 펼쳐지는 야생화와 백운산의 숨은 절경들. 관광 곤돌라를 

탑승하시면 하이원 리조트 주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장소  마운틴 스키하우스 2층 매표소(마운틴 곤돌라)

장소  하이원 팰리스호텔 2층 매표소(하이원 곤돌라)

운암정(북카페) 

드라마 <식객>의 무대였던 운암정은 우리 한옥의 전통양식을 살려 지었습니다. 

하이원 리조트 최고의 포토존으로 유명한 운암정, 이곳에서는 차와 함께 독서, 

영상감상, 다례체험, 전통놀이 체험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명상길과 명상쉼터

하이원 탑에서 백운산 마천봉(1,426m)까지 세계적인 명상대가들이 걸었던 

길은 명상길이 되었습니다. 하이원 리조트는 명상대가 네 분의 핸드 프린팅을 

명상쉼터와 마천봉 정상에 설치하여, 하이원 리조트가 명상에 최적의 장소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카사시네마

200여 석의 좌석을 가진 카사시네마는 연중 상설공연과 최신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소극장입니다. 무대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공연을 보고 즐길 수 있는 

카사시네마는 고객들께서 공연의 생생함을 가장 잘 느낀 곳으로 남을 것입니다.

(회전식)전망레스토랑

하이원 리조트에서 가장 높은 곳인 하이원 탑(1,340m) 3층에 자리 잡은 회전식 

전망레스토랑에서는 같은 자리에 앉아 하이원 리조트를 둘러볼 수 있는 최고의 

시야를 제공해 드립니다.

장소 마운틴 허브

알파인 코스터 & 동계 액티비티

국내 최장인 2.2km의 길이를 자랑하는 알파인 코스터는 맨몸으로 스릴과 스피드를 

체험할 수 있으며, 스노모빌 탑승 등 다양한 동계 액티비티는 새로운 체험의 

영역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야생화 투어

슬로프 전체를 뒤덮은 순백색의 샤스타데이지는 한여름의 슬로프에 겨울의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리프트를 타고 즐겨도 좋고, 카트 투어도 좋습니다. 

하이원 리조트에서 만나는 야생화는 분명 새로운 추억이 될 것입니다.

장소  마운틴 스키하우스 2층 

즐길거리

11
Enjoy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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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길 운탄고도

12

트레킹코스 총연장 거리

운탄고도
Untangodo Trail
Coal Transport Alpine Trail 5.0km ➊ 5.0km

둘레길
Dullegil Trail
Circumferential Trail 17.1km

➊ 4.4km  
➋ 4.8km  
➌ 3.3km  
➍ 4.6km

고원숲길
Gowonsupgil
Highlands Forest Trail 6.2km

➊ 2.9km  
➋ 1.5km  
➌ 1.8km

무릉도원길
Mureungdowongil
Paradise Trail 4.9km

➊ 2.0km 
➋ 2.9km

만항에서 함백역까지 40km의 운탄고도는 석탄을 운반하던 길이었습니다. 

해발 1,100m를 넘나드는 이 길은 하이원 리조트의 노력으로 

‘구름이 양탄자처럼 펼쳐진 길, 운탄고도(雲坦高道)’가 되었습니다.

트레킹코스 지도는 38쪽의 하이원 리조트 단지 안내도를 참조하여 주십시오.트레킹코스 지도는 38쪽의 하이원 리조트 단지 안내도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하늘길 운탄고도 

트레킹코스 안내

※

Untangodo of the Haneulgil mountain p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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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관광지

13

고향같은 

정겨움과 

다양한 

체험거리로 

언제나 

즐거운 곳 

단종의 애틋한 사연이 함께하는 

추억과 역사의 얼과 혼이 숨 쉬는 곳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천제단이 있어 

민족의 영지로 불리우는 곳

바다와 신비한 동굴, 청정계곡이 어우러져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곳

정선 영월

➊ 레일바이크
7.2km의 레일 위를 주변경치를 즐기면서 주행할 수 있으며 

폐객차를 개조한 ‘여치의 꿈’ 카페 및 펜션 등이 있어 1박 2일 

코스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➋ 아우라지
정선아리랑의 가사유래지로 널리 알려진 아우라지는 산수가 

아름다운 여량 8경의 한곳으로 송천과 골지천이 이곳에서 

합류되어 한데 어우러진다 하여 ‘아우라지’라 불립니다.

➌ 정선5일장
1966년 처음 문을 연 ‘정선5일장’은 오랜 역사와 함께 옛 

시골장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지금은 만나기 어려운 

우리의 전통 장터입니다.

➍ 화암동굴
강원도 지방기념물 제33호로 지정된 화암동굴은 금광 굴진 중 

발견된 천연 종유굴과 금광갱도를 이용하여 금과 대자연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개발한 국내 유일의 테마형 동굴입니다.

➎ 삼탄아트마인
1964년부터 38년간 운영해오다 2001년 10월 폐광된 삼척탄좌 

시설을 창조적인 문화예술단지로 탈바꿈시킨 공간입니다.

➏ 정암사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적멸보궁인 정암사는 우리나라에 

불교를 전파하는데 큰 역할을 한 신라의 고승(高僧) 자장율사가 

세운 사찰입니다.

➐ 스카이워크 & 짚와이어
구름 위를 걷는 짜릿함을 제공하는 스카이워크와 번지점프처럼 

뛰어내려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하늘을 나는듯한 묘미를 느끼는 

짚와이어에서 동강의 비경을 감상하세요.

❶ 선암마을 한반도 지형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선암마을 한반도 지형은 한반도 지형과 너무도 흡사해 자연의 

신비로움과 오묘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❷ 청령포
단종의 유배지로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있고 서쪽은 험준한 

암벽이 솟아 있어 마치 섬과도 같은 곳으로 주위에 수백 년생의 

거송들이 울창한 송림을 이루고 있습니다.

❸ 장릉
조선 제6대 임금 단종의 능으로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권을 

빼앗기고 청령포에 유배된 단종이 17세의 어린 나이에 사약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묻힌 곳입니다.

❹ 고씨동굴
천연기념물 219호로 지정된 우리나라 석회암 동굴을 대표하는 

고씨동굴은 약 4억 년 전부터 형성된 종유석과 4개의 호수, 3개의 

폭포 및 6개의 광장 등이 있습니다.

❺ 별마로 천문대
‘별을 보는 고요한 정상’이라는 뜻의 별마로 천문대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공립시민천문대로 천체관측을 위한 최적의 환경과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❻ 김삿갓 유적지
조선후기 방랑시인 김삿갓(김병연)의 생애와 문학세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으로 해학과 재치와 풍류로 한 세상을 살다간 

천재시인 김삿갓의 체취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❼ 동강래프팅
짜릿한 스릴과 스피드를 만끽할 수 있는 동강래프팅은 신비로운 

동강의 자연을 탐험하며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레포츠입니다.

❶ 태백 석탄 박물관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도 산업역군으로서 석탄 생산에 종사한 

광산 근로자들의 업적을 알리고 석탄산업 전반에 대하여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학습의 장입니다.

❷ 태백산 국립공원
민족의 영산이라 일컫는 태백산은 주봉인 높이 1,567m의 

장군봉과 높이 1,517m의 문수봉으로 이루어진 산으로 남성다운 

웅장함과 후덕함을 지닌 산입니다.

❸ 검룡소
한강의 발원지인 검룡소는 둘레 20m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석회 

암반을 뚫고 올라오는 지하수가 곧바로 20m의 폭포를 이루고 

쏟아지는 광경이 장관입니다.

❹ 구문소
낙동강 상류 황지천의 강물이 이곳에 이르러 큰 산을 뚫고 

지나면서 석문(石門)을 만들고 깊은 소(沼)를 이루는 곳으로 

주위의 낙락장송과 어우러진 자연경관이 일품입니다.

❺ 만항재
해발 1,330m로 우리나라에서 자동차가 오를 수 있는 포장도로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만항재는 정선에서 영월 혹은 태백으로 

넘어가는 고개입니다.

❻ 매봉산 풍력발전단지
바람의 언덕이라 불리는 해발 1,330m의 높은 산에 위치한 

매봉산 풍력발전단지는 탁 트인 전망과 이국적인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❼ 365세이프타운
국내외 최초로 ‘안전’을 테마로 하여 교육 놀이시설을 접목한 

에듀테인먼트 시설로 각종 재난 및 재해를 직접 또는 가상체험이 

가능하도록 조성한 공익적 안전테마파크입니다.

❶ 환선굴
5억 년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한 동양 최대의 석회동굴로서 덕항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 삼척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입니다.

❷ 하이원 추추파크
통리와 도계 사이의 16.5km에 달하는 폐선 철로를 이용하여 

조성된 하이원 추추파크는 남녀노소 누구나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철도 체험형 기차 테마 리조트입니다.

❸ 해양레일바이크
곰솔과 기암괴석으로 어우러진 국내 유일의 해양레일바이크는 

아름다운 동해의 해안선을 따라 5.4km 복선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색다른 체험과 즐거움을 주는 베스트 관광코스입니다.

❹ 이사부 사자공원
신라장군 이사부의 개척정신과 얼을 이어받아 설립된 가족형 

테마공원으로 동해안의 아름다운 절경을 가장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공원으로 유명합니다.

❺ 장호어촌체험마을
빼어난 풍경으로 ‘한국의 나폴리’라 불리는 장호항의 

어촌체험마을.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즐거운 어촌체험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❻ 맹방 해수욕장
평균 수심 1~2m정도의 맑은 물과 깨끗한 백사장, 울창한 송림을 

보유한 삼척 제 1의 해수욕장으로 편의시설이 다른 해수욕장에 

비해 잘 갖추어졌습니다.

❼ 죽서루
관동팔경 제1루, 보물 213호인 우리나라 대표 누각으로 오십천 

층암 절벽 위에 세운 자연암반을 초석으로 하여 기둥을 세운 5량 

구조의 팔작집입니다.

태백 삼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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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riaritour.com
정선군 관광안내 전화 1544-9053

http://tour.taebaek.go.kr
태백 관광안내소 033)550-2828, 033)552-8363

http://tour.samcheok.go.kr
종합관광안내소 033)575-1330

http://ywtour. go.kr
영월군 콜센터 1577-0545, 033)370-2542

Tourist Attr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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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시는 길

Tourist Map / Traffic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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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행 정보 (신고한 버스터미널 도착)

    출발지 소요시간

동서울 약 2시간 40분 소요

부산 약 5시간 30분 소요

수원 약 3시간  소요

인천 약 3시간 30분 소요

대구 약 3시간 10분 소요

광주 약 5시간 40분 소요

※신고한 버스터미널 033) 591-2860

열차 운행정보

청량리 → 강릉행 (사북역 또는 고한역 하차)  청량리 → 사북 → 고한 → 강릉(무궁화)

강릉 → 청량리행 강릉 → 고한 → 사북 → 청량리(무궁화)

※약 4시간 소요 / 1일 6회 운행(금, 토, 일은 7회 운행)

※고한역 033)591-7788 / 사북역 033)592-7788

승용차로 오실때

서울출발 *가장 빠른 길(약 2시간 30분 소요)

서울 → 하남/신갈 → 여주 → 감곡IC → 제천 → 영월 → 사북/고한 → 하이원 리조트

서울 → 경기광주JC → 제2영동고속도로 → 신평JC → 제천IC → 영월 → 사북/고한 → 하이원 리조트

 부산/대구출발

부산/대구 → 밀양IC → 동대구JC → 금호JC안동방면 영주분기점IC → 남제천IC → 영월(38국도) →

사북/고한 → 하이원 리조트 

 대전/광주출발

대전/광주 → 증평IC → 음성 → 충주 → 제천 → 영월 → 사북/고한 → 하이원 리조트

내비게이션 주소

 강원랜드 카지노 & 하이원 그랜드호텔 메인타워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

하이원 팰리스호텔 & 하이원CC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7길 399

마운틴콘도 & 스키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 하이원길 265-1

 힐콘도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하이원길 424

 밸리콘도 & 스키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하이원길 500

하이원 리조트 단지 안내도 대표번호

1588-7789

운탄고도

Untangodo Trail

둘레길

Dullegil Trail

고원숲길

Gowonsupgil Trail

무릉도원길

Mireungdowongil Trail

총연장 거리 총연장 거리 총연장 거리 총연장 거리

5.0km ➊ 5.0km

17.1km

➊ 4.4km  

6.2km

➊ 2.9km  
4.9km

➊ 2.0km 

➋ 4.8km  ➋ 1.5km  ➋ 2.9km

➌ 3.3km  ➌ 1.8km

➍ 4.6km

• 하이원 그랜드호텔 

   메인타워/컨벤션타워
    033)590-7401~6

• 하이원 팰리스호텔
    033)590-7111~3

• 하이원 컨트리클럽
    033)590-7300~1

• 하이원 스키 종합안내센터
   밸리     033)590-7814~6

   마운틴    033)590-7918~9

• 마운틴콘도 체크인센터
    033)590-5101~5

• 힐콘도 체크인센터
    033)590-5001~5

• 밸리콘도 체크인센터
    033)590-7831~3

주차안내

• 주차해피콜

   호텔/카지노 지역

    033)590-7401~6

   콘도지역

    033)590-7918~9

하이원  리조트를 더 쉽게 만나는 방법

http://blog.naver.com/high1blog
인터넷 검색창에 '하이원 블로그'를 입력하세요.

하이원 리조트의 생생한 정보와 풍성한 이벤트가 항상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하이원 블로그 검색

하늘길 운탄고도 

트레킹코스


